파이오링크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 기업입니다.
트래픽의 폭증,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성능,
보안, 관리 등을 최적화합니다.
파이오링크는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SDN으로 네트워크 운영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빠르고 안정적인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 제조, 공급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TiFLOW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ADC)
네트워크 가용성, 보안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국내 최초 고성능 SDN 스위치
PAS-K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비정상적인 웹 트래픽 차단, 웹사이트 안전과 정보보호

WEBFRONT-K

보안 스위치
네트워크 내부 위협 관리를 위한 보안 스위치

TiFRONT

SDN 스위치
쉽고 빠른 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오픈플로우 지원 스위치

TiFLOW

(주)파이오링크
•이 문서의 내용은 제품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인쇄상의 오류 수정 등으로 인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각 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표시입니다. •제품은 공인 파트너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당사 영업부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PIOLINK.com
P1-14D

대표전화 : 02-2025-6900

기존 네트워크 한계에 따른 SDN 대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 ㈜파이오링크

현재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로 구성되어 관리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의 확산, 트래픽의 폭증 등으로 네트워크 용량과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성은 높아지고 관리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파이오링크는 데이터센터 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성능, 보안, 관리 등을 최적화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최적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비의 정책을 각각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수요 증가, 규모 확장 등으로 인한 고비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 장비만 사용하는 벤더 종속적 환경에서는 제조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자가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고 싶어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한계는 유연하지 못한 하드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
때문입니다.
이 같은 네트워크 한계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SDN)가 대두되었습니다. SDN은
오픈플로우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용자가 주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자동화를 통한 복잡성 감소

•스위치, 라우터 등 다양한 벤더의 네트워크 장치 제어

•수동 작업에 의한 간접 비용 감소

•빠른 Provisioning 구성 및 장치 업데이트

•운영상 오류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 사전 제거

•SDN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파이오링크는 ㈜나임네트웍스를 설립해 SDN 교육,
컨설팅, 구축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SDN
일관된 정책 설정으로 신뢰성 강화

사용자 맞춤형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가시성으로 쉽게 제어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비즈니스 및 서비스 혁신

•다양한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보안성 강화

•사용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구분

기존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 가상화의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파이오링크는 애플리케이션 및 L2/3 네트워킹, 가상화,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SDN을 리딩하는 기업
파이오링크는 국내에서 오픈플로우 기반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컨트롤러와 스위치 개발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ONS와 스페인 MWC에서 오픈플로우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을 시연하면서 기술 개발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SDN의 기대효과
멀티벤더 환경의 중앙 집중 제어

•고객의 데이터센터 환경을 잘 이해하는 기업
파이오링크는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10년 이상 공급함으로써 네트워크와 고객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국내 최초 SDN 스위치 - TiFLOW
구분

TiFLOW-2824

TiFLOW-4824

SDN

네트워크 관점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CPU

Intel Xeon 2.xGhz 4Core * 1EA

Intel Xeon 2.x Ghz 8Core * 1EA

구성 주도권

하드웨어 제공 벤더

사용자

메모리 (DRAM / FLASH)

16GB/64MB

16GB/64MB

연동 호환성

독자 프로토콜

표준 프로토콜

SSD

40GB

60GB

관리 효율성

비효율 / 고비용

효율 / 합리적

Switching Backplane

88Gbps

640Gbps

신기술 수용

벤더의 필요에 따름

사용자 요구에 따름

Max. MAC Learning

16K

128K

10G SFP+

N/A

16 Port (1G/10G 자동 인식)

1G SFP

16 Port

8 Port (옵션)

10/100/1000BASE-TX

8 Port

8 Port (옵션)

Console

1 Port (RS232C)

1 Port (RS232C)

10/100/1000BASE-TX

1 Port (RJ-45)

1 Port (RJ-45)

USB Port

1 Port

1 Port

LCD

지원

지원

소비 전력

156W

233W

이중화

Hotswap 가능 이중화 전원

Hotswap 가능 이중화 전원

입력 전원

100~240VAC, 50~60Hz (Free Voltage)

100~240VAC, 50~60Hz (Free Voltage)

크기 (WxDxH)

428 x 625 x 88mm

428 x 606 x 88mm

무게

14Kg

18Kg

Operation

0~40℃ / -20℃~70℃

0~40℃ / -20℃~70℃

Humidity

0~90%

0~90%

규격 및 용량

포트

SDN의 구조

관리 포트

SDN의 핵심은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중앙 집중형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와

Application Layer

중앙의 Controller로 통제를 받습니다.

Network
Information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며,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

전원

Business Applications

하드웨어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는

API

Network
Control

API

외관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Network Control Layer

SDN Controller

SDN의 네트워크 구조는 3개의 레이어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레이어는 오픈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합니다.

OpenFlow

이 때, 네트워크 컨트롤 레이어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간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OpenFlow입니다.

Infrastructure Layer

Physical
Network
Device

운용 환경
기능

Virtual
Network
Device

오픈플로우 버전

V1.1 지원(V1.3_2H 2014)

오픈플로우 운용 모드

Pure / Hybrid 동시 지원

L2/3 Switching

지원

N/W Overlay

NvGRE/VxLAN(2H 2014)

